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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표

  글로벌스포츠학과는 스포츠와 관련된 인문학, 경제학, 법학,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정보통신 및 데이터 사
이언스 등의 과학에 대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글로벌스포츠 산업현장에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스포츠 융복합 인재를 양
성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 스포츠 산업의 핵심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적 글로벌 스포츠 인재로 실제 국제스포츠 외
교현장, 글로벌 스포츠경영 및 스포츠과학 산업에 진출시키는데 교육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공학과는 글로벌스
포츠매니지먼트 전공과 글로벌스포츠사이언스 전공의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은 세계적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융·복합 산업의 외교, 경영, 정책, 경제 및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이고, 글로벌 스포
츠 사이언스 전공은 세계적 스포츠 과학 산업과 신체 건강, 웰빙,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스포츠매니지먼트와 사이언스의 최신 지식과 이론을 학습할 뿐 아니라 연구 개발이나 인턴 활동을 
통해 실제 국제 스포츠 현장과 무대에 적용, 발전시킴으로써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데에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우리 사회의 역동적이고 융복합적인 가치 창조 과정을 실제사례들로 경험하고 
배워감으로써,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개인, 기업,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평화에서 실질적으로 기여
하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스포츠 인재로 자라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교수진현황

김 남 수 스포츠경영학 박사(University of Texas, Austin): 스포츠경영,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  
김 민 정 체육학 박사(숙명여대): 스포츠의학  
김 은 경 법학박사 (Dr. Jur. Univ. Mannheim) 스포츠법, 상법
김 태 영 체육학 박사(성균관대): 스포츠생리학
박 성 희 스포츠경영학 박사(University of Louisville):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미디어
이 승 필 스포츠경영학 박사(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스포츠스폰서쉽/파트너십/사회공헌, 국제스포츠

개발, 스포츠산업 시스템다이내믹스
Eoin Joseph Trolan (Florida State University): 스포츠행정, 스포츠문화

교과목표

<공통과목>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64001 M 스포츠통계학 Sport Statistics
G64002 M 논문연구법 Ⅰ Reading and Research Ⅰ
G64003 M 논문연구법 Ⅱ Reading and Research Ⅱ

<글로벌스포츠 사이언스 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64004 M 운동생리학 Physiology of Exercise
G64005 M 운동생리학 연구 Research in Physiology of Exercise
G64006 M 스포츠의학 Sport Medicine
G64007 M 스포츠 인문학 Sport Humanities
G64008 M 글로벌코오칭심리학 Global Coaching Psychology

G64009 M 체육측정평가연구 Topics i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G64010 M 운동처방론 EXERCISE TESTING & PRESCRIPTION
G64011 M 트레이닝론 Ⅰ THEORY OF TRAINING Ⅰ
G64012 M 트레이닝론 Ⅱ THEORY OF TRAINING Ⅱ

G64013 M 운동역학연구 Studies in the Biomechanics of Human 
Movement

G64014 M 장애자 체육연구 Studies in Physic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G64015 M 운동발달특강 Topics in Motor Development
G64016 M 스포츠 심리학 Sports Psychology
G64017 M 스포츠상해 및 재활 Sports Injury and Rehabilitation
G64018 M 스포츠 영양학 Sports Nutrition



<글로벌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64019 M 스포츠경영학 Sport Management
G64020 M 국제스포츠조직이론 International Sport Organization
G64021 M 스포츠마케팅 Sport Marketing
G64022 M 스포츠경제학 Sport Economics
G64023 M 스포츠정책학 Sport Policy

G64024 M
스포츠이벤트&미디어실
습 Sport Event and Media Practices

G64025 M 스포츠경영 연구방법론1 Research Method in Sport Management 
1

G64026 M 스포츠외교론 Sport Diplomacy

G64027 M 스포츠경영연구방법론2 Research Method in Sport Management 
2

G64028 M 스포츠경영인턴십 Sport Management Internship
G64029 M 스포츠융합학 Sport Convergence

강의 교과목 내용

<공통분야>
스포츠통계학(Sport Statistics)

  스포츠 통계학은 다양한 통계적 자료가 수집되는 스포츠 경기현장과 산업 현장 그리고 자연과학 관련 실험현장에서 
사용되는 통계분석의 내용과 분석 기술 등에 대해 습득하고 실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연구법 Ⅰ(Reading and Research Ⅰ)

  체육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을 이해하고 세부전공별 방법론에 대한 이해 및 심화를 학습목표로 
하며, 연구주제설정, 연구설계, 양적/질적 연구방법 등 체육학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방법을 폭넓
게 학습한다.

논문연구법 Ⅱ(Reading and Research Ⅱ)

  체육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을 이해하고 세부전공별 방법론에 대한 이해 및 심화를 학습목표로 
하며, 연구주제설정, 연구설계, 양적/질적 연구방법 등 체육학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방법을 폭넓
게 학습한다.

<글로벌스포츠 사이언스 전공>
운동생리학(Physiology of Exercise)

  '운동생리학'은 생리학과 의학을 인체의 수행 및 스포츠에 적용시킨 학문이다. 최근 스포츠 과학의 주요 분야로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운동이 인간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운동방법을 제시
해 주는 등 인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운동생리학 강의는 운동이라는 자극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기
능적인 변화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적응현상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수업이다.

운동생리학연구(Research in Physiology of Exercise)

  운동생리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인체의 생리학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실험이 중요하므로 이론과 실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동생리학 실험 원리, 실험 방법, 실험 
절차들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스포츠의학(Sport Medicine)

  스포츠 의학이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의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를 망라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스포
츠와 인체의 관계를 연구하고 반영시키는 학문이다. 아울러 본 학과목은 기존에 구명된 스포츠의학 관련 연구 결과
는 물론 스포츠의학의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하며, 스포츠의학의 주요 분야와 관련학문의 연구논문을 세미나 방식으
로 학습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도록 한다.

스포츠 인문학(Sport Humanities)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철학, 윤리, 역사, 교육, 사회, 여가 분야의 여러 분야를 알아 봄으로써 자연과
학적인 접근의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올림픽경기의 이해 및 근대 유럽체육의 
이해, 스포츠와 여성, 스포츠와 도핑 및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적 이해 등 스포츠 역사와 현재의 관점을 재 조명해 
볼 수 있는 교과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글로벌코오칭심리학(Global Coaching Psychology)

  글로벌 시대인 요즘 스포츠 강국인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지도자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특성 강화 및 심리기술 강화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방법, 효율적인 코오칭 방법 
등을 본 교과목에서 학습하도록 하여 최고의 글로벌 스포츠 지도자를 배양하기 위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학습목표가 있다.   

체육측정평가연구(Topics i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체육측정평가연구는 체육과 스포츠 현장에서 양적 분석과 관련된 검사도구나 측정치의 평가와 관련된 제반적 기초 
이론이다. 신뢰도, 타당도, 타당도 일반화, 고전검사이론, 문항반응이론 등 체육측정, 평가, 통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
해 강의한다.

운동처방론(EXERCISE TESTING & PRESCRIPTION)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운동처방 즉,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강도, 운동빈도, 운동시간, 운동 유형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문적 역량을 학습하고, 아울러 임상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습득하는데 학습 목표가 있다. 이렇게 학습
된 운동 처방의 적용은 환자의 신체 활동을 파악하고 운동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임상 행동 의학적인 방법’
과 ‘건강 의학적인 방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일반인은 물론 환자의 조기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트레이닝론 Ⅰ(THEORY OF TRAINING Ⅰ)

  트레이닝 이론은 모든 선수의 유전적 잠재력을 획득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우수한 선수양성을 위한 전문
적인 트레이닝의 이론과 과학적인 운동경기 형태의 근력과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다각적인 체력발달을 위해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높은 경기수행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제반적 지식을 제공한다.

트레이닝론 Ⅱ(THEORY OF TRAINING Ⅱ)

  트레이닝 이론은 모든 선수의 유전적 잠재력을 획득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우수한 선수양성을 위한 전문
적인 트레이닝의 이론과 과학적인 운동경기 형태의 근력과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다각적인 체력발달을 위해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높은 경기수행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제반적 지식을 제공한다.

운동역학연구(Studies in the Biomechanics of Human Movement)

  <운동역학연구>에서는 물리적 법칙, 역학적 개념들을 소개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움직임을 관찰, 
분석하여 그 움직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아울러 본 교과목에는 인간의 움직임을 보다 
효율적이고 극대화하여 몇개의 영역으로 분화하여 다루게 되는데 운동기술영역과 상해예방을 위한 영역 및 운동시
설용기구의 개발영역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장애자체육연구(Studies in Physic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이 교과목에서는 장애인 체육의 철학적 배경과 역사 그리고 장애인의 체육의 철학적 배경과 역사 그리고 장애인의 
개념, 관련 법령, 발달 특성 등 장애인 체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요구되어지는 필수요건들을 학습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 장애인체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IEP, 시설, 행동수정 전략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하고 있
다.

운동발달특강(Topics in Motor Development)

  운동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인간 운동행동의 발달적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학문 영역이다. 본 교과목은 유아기부터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동 행동의 변화와 지각-운동 체계
의 발달, 신체 체계의 성장 및 성숙, 그리고 운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 심리적 요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스포츠 심리학(Sports Psychology)

  스포츠심리학은 스포츠와 운동 현장에서 인간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운동과학의 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이 개
인의 운동 참가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와  스포츠와 운동 참여가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발달 및 정신적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학습 목표가 있다.
스포츠상해 및 재활(Sports Injury and Rehabilitation)

  본 과목은 스포츠 행위 시 발생되는 스포츠 손상의 분류와 원인, 그리고 예방대책, 손상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손상
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활에 대해 학습하며 스포츠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스포츠 영양학(Sports Nutrition)

  스포츠 영양학은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양의 역할을 이해하는 과목으로서 영양의 일반 원리와 영양소 필요
량, 근육 에너지원으로서의 에너지 대사, 스포츠 종목별 에너지 필요량 등 운동과 영양을 접목 시켜 다양한 내용을 
알아본다. 

<글로벌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스포츠경영학(Sport Management)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context-based learning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스포츠산업의 가치 
창출 및 가치 극대화 방안을 연구하며, 스포츠의 무형적 가치가 유형적 가치로 어떻게 파생, 발전 및 극대화 되는지
를 습득

국제스포츠조직이론(International Sport Organization)

  스포츠조직의 구성원들이 급변하는 스포츠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직의 목적달성에 적
극적으로 기여하게 하여 스포츠조직의 발전과 함께 스포츠의 가치 창출을 위한 관리, 제도 및 기술의 체계 습득

스포츠마케팅(Sport Marketing)

  특히 스포츠이벤트와 관련된 스포츠파생상품의 생산, 가격, 유통 및 시설, 홍보의 마케팅 믹스를 중심으로 복잡한 
스포츠상황에서 다양한 스포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가는 과정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산
업에서 스포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를 생산 및 극대화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습득

스포츠경제학(Sport Economics)

  스포츠의 경제적 효과는 스포츠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특별히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파생
하는 유무형의 경제효과를 이해하고, 분석 및 예측하는 능력 배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legacy로 발전시키는 방
안에 대해 습득

스포츠정책학(Sport Policy)

  스포츠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사회중재이론 등을 통해 정책을 제
시함.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이 실제 스포츠조직의 행정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며 또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습득

스포츠이벤트&미디어실습(Sport Event and Media Practices)

  스포츠마케팅의 대표적 핵심 상품으로 스포츠이벤트의 feasibility를 극대화시키며 스포츠조직의 핵심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스폰서십의 bidding, proposal 및 운용에 대해 습득하고, 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한 가치 극대화 방안
과 프로세스들이 스포츠이벤트를 기획,실행 및 평가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습득하며 실제 이벤트를 진행 실습

스포츠경영 연구방법론1(Research Method in Sport Management 1)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 능력을 배양함
스포츠외교론(Sport Diplomacy)

  그동안 소수 인력에 의존하던 스포츠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시스템에 근거한 스포츠외교 수행을 위한 학
문적 토대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분석과 함께, 국제체육기구 진출 임원, 메달리스트, 경기단체 임·직원, 전직외교
관, 교수 등 스포츠외교 인력으로 활용

스포츠경영연구방법론2(Research Method in Sport Management 2)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 능력을 배양함
스포츠경영인턴십(Sport Management Internship)

  본 석사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1회, 3개월 이상의 스포츠산업 인턴십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따라서 
실제 스포츠산업의 인턴십을 통해 현장과 수업간의 괴리감을 최소화 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적임

스포츠융합학(Sport Convergence)



  스포츠산업은 융복합 현상은 사회 및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융복합의 핵심이 되는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와 Bio Technology가 스포츠의 개념과 결합하여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 및 실제 실행 프로젝트 수업


